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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로우산의남자들’, 아일랜드의명가파워스코트의퍼컬렌위스키





숙성된 몰트 그리고 그레인위스키 캐스크를 엄선하여 블렌드 한

위스키로 퍼컬렌 프리미엄 블렌드 아이리시 위스키는 오크 캐스크에서

숙성되어 부드럽고 완만한 맛과 유니크하고 깊은 풍미를 선사합니다. 

곡류의 풍부함 그리고 그을린 오크를 느껴보세요. 아일랜드의 일교차가

적은 기온에서 숙성되어 시간 속에 녹아든 듯 부드러운 맛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시트러스와 바닐라의 톤 그리고 곡류, 몰트 그리고

오크에서 오는 풍부함의 발란스가 좋습니다.

블렌드 종류: 그레인/몰트

필터링: 논칠필터

증류: 세번 증류

숙성 캐스크: 아메리칸 오크 캐스크

퍼컬렌 프리미엄 블렌드
FERCULLEN PREMIUM BLEND
700ml, ABV: 40%

테이스팅 노트

Nose  달콤한 바닐라, 시트러스, 허니, 스파이스, 오렌지 필 캔디, 오크

Palate   부드러움, 드라이함, 그레인, 몰트와 캐러멜, 과일 그리고 달콤함

Finish  달콤한 바닐라와 불에 그을린 듯한 오크 나무의 향의 절묘한 조화

*기존 프리미엄 블렌드와 내용물은 그대로 상품명과 라벨이 리뉴얼 되어 출시되었습니다.



엄선된 아메리칸 화이트 오크 캐스크에서 10년 동안 숙성된 다음

신선한 버본 캐스크에 다시 넣어 마감됩니다. 가볍고 달콤하며 그리고

미묘한 톤이 인상적이며 아이리시 위스키의 특징을 잘 전달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좋은 무난한 위스키입니다.

그레인 종류: (메이즈-옥수수/맥아 보리)

필터링: 논칠필터

증류: 세번 증류

숙성 캐스크: 아메리칸 화이트 버본 캐스크 에서 숙성 후

퍼컬렌 싱글 그레인 아이리시 위스키 10년산
FERCULLEN 10 YEAR OLD SINGLE GRAIN
700ml, ABV: 40%

테이스팅 노트

Nose  달콤한 바닐라, 시트러스, 꿀, 스파이스, 아몬드, 오렌지 캔디와 오크

Palate   부드럽고 달콤하면서도 그레인 특유의 드라이한 맛 오크와 과일의 달콤한 조화

Finish  비단결 같이 부드러운 시작 그리고 길게 이어지는 달콤한 맛, 바닐라 오크 피니시

아메리칸 버본 캐스크 에서 재숙성



수량이적고귀한아이리시위스키를골라숙성시킨위스키로퍼컬렌싱글

몰트위스키 14년산은아일랜드의대표적인위스키제조전문가중한명인

마스터디스틸러노엘스위니가엄선한버본캐스크에서숙성합니다.

마시기쉬운싱글몰트위스키로오크와버본그리고후루티하면서깔끔한

몰트맛의조화가뛰어난스피리츠로만들었습니다. 클래식한맛이실제의

숙성기간동안더오래된듯깊은맛을선사합니다. 

타입: 싱글몰트

필터링: 논칠필터

증류: 세번증류

숙성캐스크: 아메리칸오크버본캐스크

퍼컬렌 싱글 몰트 14년 산
FERCULLEN SINGLE MALT 14 YEARS
700ml, ABV: 46%

테이스팅노트

Nose  꿀, 바닐라, 달콤한몰트, 스파이스, 아몬드, 시나몬, 잘익은자두, 클린, 프레시

Palate   리프레싱하면서도부드러운맛넥타와같이겹겹이맛을이루는부드러운달콤함과

몰트가드라이한오크와함께조화를이룸. 

Finish  입안가득달콤함과스파이시함후루티함이프레시하고잔잔하게끝나는피니시.



퍼컬렌싱글몰트 18년산위스키는아일랜드의가장유명한위스키

마스터이자블렌더중한명인노엘스위니가전문적으로체계적으로세팅한

증류법그리고엄선한버본캐스크를바탕으로만들어지는최고의

위스키입니다. 발란스가아주훌륭한싱글몰트아이리시위스키로버본

캐스크에서 18년간숙성되어특별한순간을즐기기좋은우아함과

아름다움을담은위스키입니다.

타입: 싱글몰트

필터링: 논칠필터

증류: 세번증류

숙성캐스크: 아메리칸오크버본캐스크

퍼컬렌 싱글 몰트 18년 산
FERCULLEN SINGLE MALT 18 YEARS
700ml, ABV: 43%

테이스팅노트

Nose  꿀, 바닐라, 달콤한몰트, 스파이스, 아몬드, 시나몬, 농익은과일, 풍부한체리, 

자두그리고오크나무.

Palate   달콤함, 크리미한몰트, 바닐라, 잘익은과일, 캐러멜시럽, 카카오특유의달콤함과

스파이시함, 드라이한오크가층층이안정적인맛을이룸.

Finish  몰트의시작으로달콤쌉싸릅한넛맥그리고후루티한피니시가우아함. 



5개의캐스크에서숙성한위스키가만들어내는최고의풍미와맛의

심포니그리고아일랜드내에서유일무이한마스터디스틸러(위스키

제조전문가) 노엘스위니의라스트터치로완성된걸작

타입: 싱글몰트

필터링: 논칠필터

증류: 세번증류

숙성캐스크: 버번캐스크, 올로로소셰리캐스크,  페드로히메네즈캐스크,  

퍼컬렌 20년산 파이브 엘리먼츠 싱글몰트
Fercullen 20 Year 5 Elements Single Malt
700ml, ABV: 46%

테이스팅노트

Nose 몰트, 시트러스, 보일드스위트, 바닐라, 허니, 플럼, 건포도

열대과일과고소한듯한오크의가벼운향

Palate 풀보디감이비단결같이부드러운달콤한몰트와겹겹이층을

이루며어우러짐. 오렌지, 후르츠칵테일, 초콜릿, 크리스마스케익,

열대과일그리고적포도껍질이모든것이하나의파도처럼고상하게

어우러져맛을냄. 

Finish: 농익은과실과크림의길고달콤한여운이입안을맴돌다

벨벳같은텍스처가입안가득물기를머금은피니시를줌. 

마르살라캐스크, 무스카텔캐스크



퍼컬렌 20년산 파이브 엘리먼츠 싱글몰트

5개의 캐스크로 만들어진 걸작



하이엔드위스키더아이리시맨

자리에품격을더하다!





트레디셔널아이리시위스키에진정한유니크함을더한특별한

위스키입니다. 아일랜드산맥아보리, 미발효보리매시빌로만들어

풀보디감과그윽한풍미가녹아들어가있으며싱글팟스틸특유의

스파이시한맛과싱글몰트의부드러움이환상적으로어우러져

천상의배합을 선보입니다. 버나드월시가만든오리지널시그니쳐

블랜드를바탕으로제작됩니다. 현재블렌디드위스키중에서도

싱글몰트의비율이높은위스키입니다. 새로운이름은아일랜드의

‘수확제’를모티브로만들었습니다. *본래파운더스리저브로이름은

새롭지만맛은그대로내용물은똑같은위스키입니다.

더아이리시맨
더하베스트

THE IRISHMAN, The Harvest

700ml ABV 40%

향: 강렬한스파이스, 검은후추, 시나몬그리고복숭아와청사과

맛: 팟스틸스파이스, 몰트, 다크초콜릿, 버본오크그리고크림캐러멜

피니시:오크와버터스카치가이끌어풍성하게올려주는피니시, 깊은여운

제품종류: 블렌디드 (싱글몰트, 싱글팟)

필터: 논칠필터

증류: 세번증류

캐스크: 미국산버본캐스크

싱글몰트 70%싱글팟스틸 30%의프리미엄블렌디드위스키



슈퍼프리미엄아이리시위스키로카리브해지역세인트루시아

섬의작은열대섬에서온캐스크로마감하여더아이리시맨

캐리비안캐스크피니시는세인트루시아의특징과아일랜드의

유산이어우러진위스키입니다. 일랜드산맥아보리, 미발효보리를

사용하여만든매시빌을재료로한싱글몰트와세번증류한싱글팟

스틸위스키의유니크한조합을즐기실수있습니다. 미국산버본

캐스크에숙성시킨뒤체어맨스리저브럼캐스크에서 6개월간

추가로숙성합니다. 매혹적인열대야를느끼실수있습니다. 매우

이국적인맛으로세인트루시아의럼의달콤함이오감을더하는

특별한맛을선사합니다. ABV 46%에병주입되었습니다. 

더아이리시맨
캐리비안캐스크

THE IRISHMAN, Carribean Cask

700ml ABV 46%

향: 강렬한스파이스, 검은후추, 시나몬그리고복숭아와청사과

맛: 팟스틸스파이스, 몰트, 다크초콜릿, 버본오크그리고크림캐러멜

피니시:오크와버터스카치가이끌어풍성하게올려주는피니시, 깊은여운

제품종류: 블렌디드 (싱글몰트, 싱글팟)

필터: 논칠필터

증류: 세번증류

캐스크: 미국버본캐스크, 세인트루시아산 '체어맨스리저브럼' 캐스크



아이리시위스키싱글몰트의르네상스를이끌어내고자

전통기법으로세번증류하여아이리시싱글몰트를새롭게

느낄수있습니다. 미지의대륙으로이끌어내는듯한

위스키로미국산버본그리고유럽산올로로소셰리

케스크가주는고급스러운맛과향이뛰어난위스키입니다. 

더블숙성으로맛이풍부하며, 허니, 몰트그리고부드러운

향이과일 사탕과함께근사하게어우러집니다. 

더아이리시맨
싱글몰트

THE IRISHMAN Single Malt

700ml ABV 40%

테이스팅노트

향: 잘익은과실, 달콤한복숭아, 말린살구그리고열대과일, 약간의

오렌지꽃그리고바닐나퍼지

맛: 바닐라의달콤함, 그래놀라, 구운알몬드, 약간의오크, 다이제스티브비스킷

살구그리고약간의코코아

피니시:  가벼운몰트와달콤한오크의여운이길게남는피니시.심플한피니시.

제품종류: 싱글몰트

필터: 논칠필터

증류: 세번증류

캐스크: 미국산버본캐스크, 유럽산오크올로로소셰리캐스크



더아이리시맨라인중가장독보적인상품으로불로그을린버본캐스크에

퍼스트필로채워 12년동안숙성하여만든위스키입니다. 3번증류한싱글

몰트위스키로아일랜드산맥아보리로만든매시빌로 만든위스키입니다. 

아일랜드와미국의품평회에서골드메달을받은위스키입니다. 

더아이리시맨
싱글몰트 12년산

THE IRISHMAN 12 YEAROLD Single Malt

700ml ABV 43%

테이스팅노트

향: 바닐라의달콤함과스파이시함, 시나몬그리고클로브. 이제막자른건초의감미로움,

불에그을린나무의향이사과와서양배의향과함께잘어우러져훌륭한발란스를이룸

맛: 달콤한바닐라와통후추, 과즙이풍부한과일맛이중간맛을풍부하게채워줌

피니시: 보리와오크의풍부한향이입안가득맴돌다크리미한우유퍼지와다크

초콜릿으로다채로우면서도깔끔하게떨어지는피니시

제품종류: 싱글몰트

필터: 논칠필터

증류: 세번증류

캐스크: 퍼스트필버본캐스크



더아이리시맨캐스크스트랭스는아이리시위스키의위대한전통을

기념하기위해만든위스키로아이리시위스키황금기스타일의위스키를

부활시켜선보이고자만들었습니다. 과거그리고미래를잇는위스키를지금

만나보세요. 캐스크스트랭스에디션은 3번증류한싱글몰트와싱글팟

위스키를사용하여만듭니다. 월시위스키의설립자버나드월시가직접고른

특별한캐스크만을사용합니다. 매년한정수량으로생산되어매년새로운

맛을느끼실수있습니다. 캐스크스트랭스는오크통에서숙성된위스키를

물로희석하지않고바로병에담은위스키입니다. 

더아이리시맨
캐스크스트랭스 2022

THE IRISHMAN,  CASK STRENGTH 2022

700ml ABV 54.9%

테이스팅노트

노즈: 크리미한호두와오크스파이스의절묘한향

맛: 복숭아, 자두, 살구와같은과실의향넛맥, 피어나는듯한꿀의맛그리고무화과

피니시: 매우리치하고풀바디감이살아있는인상깊은피니시

* 2022년에는 6,100 보틀만생산되어각보틀은고유의넘버를가지고있는한정수량위스키입니다. 

제품종류: 블렌디드 (싱글몰트, 싱글팟)

필터: 논칠필터

증류: 세번증류

캐스크: 미국산버본캐스크 -버나드월시가직접고른캐스크로만생산

창작의고통에눈물을흘릴때

작가는눈물대신위스키를흘린다.

라이터즈티얼즈



숙성된아이리시싱글팟스틸위스키와그리고싱글몰트위스키의유니크한

블렌드로발아시킨맥아보리와일반보리로만든, 진정한아이리시위스키입니다. 

라이터즈티얼즈는 3번증류되며논피트위스키로불에그을린미국산오크버본

케스크에서숙성됩니다. 품평회에서골드메달수상경력이있는위스키로이안

벅스톤의저서 ‘죽기전에꼭마셔야할 101가지위스키’중하나로도유명합니다.

라이터즈티얼즈코퍼팟
WRITERS’ TEARS COPPER POT

700ml ABV 40%

향: 약간의사과그리고바닐라

맛: 부드러운스파이시함, 진저그리고과수원의과일향

피니시: 긴피니시, 엘레강스한다크초콜릿

제품종류: 블렌디드 (싱글몰트, 싱글팟)

숙성된캐스크: 미국산오크캐스크

원산지: 아일랜드



라이터즈티얼즈더블오크는두가지의캐스크에서숙성되는두가지스타일의

프리미엄아이리시위스키로만드는아주특별한위스키입니다. 싱글팟스틸

그리고싱글몰트아이리시위스키는미국캔터키산오크버본캐스크그리고

프랑스의코냑지역의프렌치코냑오크캐스크에서숙성됩니다. 세번증류되어

부드럽고논칠필터공법으로맛이살아있습니다. 46% ABV에병주입하였습니다. 

아일랜드의칼로우지역의월시가문과프랑스코냑지역의리카레트가문의

컬래버레이션위스키의인기와좋은리뷰에상품화시킨위스키입니다.

라이터즈티얼즈더블오크

WRITERS’ TEARS DOUBLE OAK
700ml ABV 46%

향: 달콤한바닐라, 약간의시나몬, 자두 & 서양배조림

맛: 시트러스, 스파이시함이맴도는초콜릿

피니시: 우아하면서도퇴폐적인그리고충만감을주는피니시

제품종류: 블렌디드 (싱글몰트, 싱글팟)

숙성된캐스크: 미국산오크버본캐스크, 프렌치오크코냑캐스크

원산지: 아일랜드



싱글팟스틸그리고싱글몰트아이리시위스키의결합으로각위스키의향을

극대화시킨위스키입니다. 매년버나드월시대표가손수고른캐스크로생산하는

슈퍼프리미엄캐스크스트랭스아이리시위스키입니다. 특별히고른미국산오크

캐스크에서숙성된싱글팟그리고싱글몰트아이리시위스키는엄선된빈티지로

출시되고있습니다. 논칠필터위스키로풀바디감이살아있으며강렬하면서도

은은한풍미가좋습니다. 매년빈티디마다오직 6000병만생산되며한정출시

됩니다.  ABV 54.2%에병주입되며강렬하면서도고급스러운맛이좋습니다. 

라이터즈티얼즈캐스크스트랭스

WRITERS’ TEARS CASK STRENGTH
700ml 빈티지로매해다름

향: 약간의진저그리고페퍼의스파이시함이버터스카치와어우러짐

맛: 불에그을린오크, 비스킷그리고다크초콜릿이달콤한바닐라와녹아드는맛.

피니시: 고유의특징과향이강렬한인상을주는특별한피니시

제품종류: 캐스크스트랭스, 블렌디드 (싱글몰트, 싱글팟)

숙성된캐스크: 미국산오크버본캐스크

원산지: 아일랜드



전설과민요의도시도네갈에서만든 “더 레전더리실키”

최고급블렌디드위스키를만나보세요.

얼스터지역의부드러운스모키



슬리브리그의위스키는그역사를아일랜드북서부에서찾아전통적인

얼스터(Ulster, 또는울스터) 방식으로위스키를만듭니다. 얼스터는실키가

생산되는지역으로본지역에서생산되는위스키는다른아이리시위스키에비해

피티한향이있지만스카치위스키만큼강하지않고부드럽습니다. 달이빛나는

밤에는검은머리결이아름다운여성으로변신할수있는바다요괴의전설을

위스키로극상의부드러움을자랑하는매혹적인위스키입니다. 

*피티드몰트사용 4% (22pm)

더레전더리실키
The Legendary Silkie

700ml ABV 46%

향: 신선한몰트, 푸른사과의싱그러운향기가부드러운버터와맞물려꿀과같은

달콤함을선사합니다. 

맛: 비단결같은부드러움, 강렬한오렌지향, 다이제스티브비스킷, 브리오쉬, 버터

스카치, 생강줄기

피니시: 부드러운여운만을남기며잔잔히사라지는우아하고따스한피니쉬

제품종류: 블렌디드 (그레인 (메이즈-옥수수) / 싱글몰트) 

캐스크: 버번캐스크(싱글몰트), 셰리캐스크(싱글몰트), 버진오크(그레인 ), 

오크캐스크(그레인 ) 

원산지: 아일랜드



도네갈의전설을담아만든실키위스키의두번째위스키. 다크실키위스키는 2번

증류한싱글몰트와 3번증류한피티드싱글몰트그리고부드러운그레인위스키를

배합하여만든고급블렌디드위스키입니다. 사용된피티드싱글몰트는셰리

캐스크에서숙성되었으며피트레벨 55ppm으로완성된싱글몰트위스키를 3번

증류한뒤피트레벨 22pm로다운시켜풍부하고달콤한스모키함을더해완성한

위스키입니다. 부드러운맛과특별한향이부담스럽지않아피티위스키를처음

접하는분들이드시기에좋습니다. 

더레전더리다크실키
The Legendary Dark Silkie

700ml ABV 46%

향: 상큼한사과그리고서양배스파이시한스모크그리고반기듯피어나는오크의향

맛: 부드러움이솔트카라멜의달콤함으로피어나는듯한맛. 파이프담배의스모키함, 

감초그리고다크초콜렛이이끄는따스한토피그리고서양배의맛. 

피니시: 스모키한몰트와피넛버터가어우러진따스하고우아한피니시

제품종류: 블렌디드 (그레인, 메이즈-옥수수 / 싱글몰트) 

캐스크: 버번캐스크(싱글몰트), 셰리캐스크(싱글몰트), 버진오크(그레인 )

원산지: 아일랜드



실키위스키의컬렉션을완성하는세번째실키위스키, 미드나이트실키위스키는부드러운

스모키함이풍부한실키아이리시위스키의특징을가지고있습니다. 실키위스키라인중

완성도가가장높다고말할수있으며 3번증류한싱글몰트의비율을 35% 주로사용한고급

블렌디드위스키입니다. 사용된다섯종류의모든싱글몰트위스키는셰리, 버본, 올로로소, 

레드와인, 버진오크와임페리얼스타우트캐스크에서숙성되었으며블렌드를완벽하게

이끌어내는 ABV 46%에병주입되었습니다. 모든실키위스키와마찬가지로논칠필터기법으로

보다더풍부한향을가지고있습니다. 

더레전더리미드나이트실키
The Legendary Midnight Silkie

700ml ABV 46%

향: 풍부한무스코바도슈가의달콤함, 파이프담배, 크리스마스의스파이스, 샌들우드, 오렌지

제스트, 구운사과, 오렌지초콜릿, 달콤한타바코, 무난한그리고대지의향이시원한. 

맛: 첫시작은강렬한몰라시스의달콤함이드라이한피트의스모키함을따뜻하게데우며짧게

머물다사라짐. 파이프담배의쌉쌀한스모키함, 건포도, 넛맥과함께끓인술타나건포도,   

시나몬과클로브. 토피사과, 불에그을린오크, 담배그리고가죽향이부드러운상쾌함이

소나무와붉은오렌지그리고포도향과어우러짐

피니시: 달콤한스파이시함이입안에부드럽게녹아따스하게머물다타오르는듯한말린과일

그리고피트의스모키함이느껴지는인상적인피니시

제품종류: 블렌디드 (그레인, 메이즈-옥수수 / 싱글몰트) 

캐스크: 버번캐스크(싱글몰트), 셰리캐스크(싱글몰트), 임페리얼스타우트캐스크

(싱글몰트), 올로로소셰리캐스크 (싱글몰트) 레드와인(싱글몰트 )

원산지: 아일랜드



독자적인공법으로이루어낸위스키, 미국 개척정신을담은

웨스트워드위스키를지금만나보세요.

THE NEW WORLD WHIS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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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우리의 뿌리인 노스웨스트(미국 북서부)에서, 재능있는 팀과 다른 그

어떤 곳 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우리만의 위스키를 만들겠다는 목적을

갖고 위스키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웨스트워드는 돋보이며 풍부하며

당돌하면서 가득찬 풍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웨스트워드는

강렬하면서도 발란스가 뛰어납니다. 

각 익스프레션/프로파일 표현 은 싱글 몰트를 재창조 하겠다는 우리

미션의 증거로 이를 통해 우리는 아메리칸 위스키의 전체 카테고리의 격을

높였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팀은 우리가 하는일에 진심으로 자부심을 갖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위스키 세계가 이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력 상품이 국제 대회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으며 모든 대회에서

골드메달을 포함한 상들을 수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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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STWARD AMERICAN SINGLE MALT
웨스트워드 아메리칸 싱글 몰트. 재창조된 싱글몰트. 위스키를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과 완전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고자
한 노력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의 장인정신과 창의력을 가장 잘 드러낼수 있는 아메리칸 싱글 몰트 위스키입니다. 

돋보이는 향, 풍부함 그리고 당돌한 이 싱글 몰트는 아메리칸 위스키의

정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역에서 생산된 발아 보리로 만들며, 뛰어난 풍미를 더하기 위해 양조

과정을 더하고, 완벽함을 추구하여 새로운 캐스크를 살짝 불에 그을린

후 사용합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덥고 건조하며 겨울에는 축축하고

시원하여 월드 크래스 위스키를 생산하는데 최적의 기온인 오리건에서

숙성합니다.  

700ml

Bottled at:

45% ABV / 90 proof

TASTING NOTES:

우아함, 강렬함과 동시에 후루티함, 크리미

바닐라와 브라운 슈가 노트. 타는듯한 스파이스, 
풍부한 후루티함, 달콤한 몰트, 토바코, 다크 초콜릿

그리고 레더 피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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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ERICAN SINGLE MALT STOUT CASK
아메리칸 싱글 몰트 스타우트 캐스크. 오리건의 전설적인 맥주 양조 문화를 기념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이 위스키는

우리 지역의 뿌리깊은 맥주 양조 문화와 우리가 성장하는 동안 캐스크 트레이딩을 하던 노스웨스트의 크래프트 비어

생산자들에게 존경을 표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위스키를 제조 생산하는 한 우리는 우리와 협력관계인 맥주

양조 전문가들로 부터 품질좋은 캐스크를 공급받아 사용할 것 입니다. 

그들의 차례가 되었을 때 스타우트 맥주로 “시즌드” 된 캐스크를

우리에게 공급하며 캐스크들은 사용된 뒤 다시 그들에게 돌아갑니다. 

스타우트 캐스크 피니시는 기존 전통적인 위스키 생산 단계에서 풍미를
극대화한 상품입니다. 웨스트워드 싱글 몰트와 동일한 방법으로 제조

생산 후 스타우트 캐스크에서 1년 숙성합니다. 

700ml

Bottled at:

46% ABV / 92 proof

TASTING NOTES: 

풍부하며 강렬합니다. 구운 그레인과 과일의 중심에

씨앗이 있는 핵과류(살구, 자두, 복숭아와 같은). 

풍미는 잘 구운 피칸파이와 밀크 초콜릿 그리고

대담하고 드라이한 피니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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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ERICAN SINGLE MALT PINOT NOIR CASK
아메리칸 싱글 몰트 피노 누아 캐스크. 오리곤의 전설적인 와인 생산자인 웰래매트 벨리에 바치는 헌정품. 이 우아한
위스키는 그 지역의 프리미엄 포도품종인 피노 누아로부터 영감을 받아 만들어 졌습니다.

다른 이들이 위스키의 혁신을 셰리 또는 포트 캐스크 피니시로 이루고 있을 때

웨스트워드는 이를 넘어 미국 북서부에 존경을 표함과 동시에 위스키 제조의
전통을 비틀어 본 위스키를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피노 누아 캐스크 피니시는

웰래매트 벨리의 시그니쳐 상품인 포도 품종을 반영하며 대담하고 강렬한

노트를 가진 우리 위스키에 한줄기 빛을 더한 듯한 위스키입니다. 

피노 누아 캐스크는 오리지널 웨스트워드 아메리칸 싱글 몰트를 프렌치 오크

와인 캐스크에 2년 정도 숙성한여 피니시한 위스키입니다. 사용된 캐스크는
웰래매트 벨리에서 와인을 생산하는, 수상 경력이 있는 뛰어난 공급자들로

부터 한정 수량 공급받은 캐스크만을 사용합니다. 

700ml

Bottled at:

45% ABV / 90 proof

TASTING NOTES:

후루티, 강렬함, 자두, 아프리콧, 레더 그리고

초콜릿과 가나슈 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풍미는

사과, 플랜테인, 넛맥이 어우러져 풍부하며 건과일

그리고 달콤한 몰트의 피니시가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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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ERICAN SINGLE MALT CASK STRENGTH
제한없이, 강직하게 그리고 순수하게, 아메리칸 싱글 몰트 캐스크 스트랭스는 길고 느린 제조공정의 각 단계동안
차곡 차곡 쌓인 완성도 높은 강렬한 풍미를 자랑합니다.

오리지널 싱글 몰트를 재창조하여 캐스크 스트랭스로 만들었습니다. 

이 위스키는 우리의 재능있는 팀인 맥주 양조 생산자들이 스피리츠

디스틸러로 거듭나며 그들의 기술을 집약하여 만든 최고의 위스키로

미국 북서부의 풍부함이 선사한 아름다움을 반영합니다. 

캐스크 스트랭스는 지역에서 생산된 맥아 보리로 만든 맥주의
풍부함을 강조하며 스피리츠가 숙성되는 아메리칸 오크 캐스크는

새로운 캐스크를 불에 그을린 후 월드 클래스 위스키를 생산하는데
이상적인 기후를 가진 오리건에서 숙성됩니다. 

700ml

Bottled at: 

62.5 % ABV / 125 proof

TASTING NOTES: 

구운 아몬드,  통밀 크래커, 블랙 페퍼 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깨, 토바코 리프 그리고 카카오의 풍미가

꿀이 흐르는 듯 깊고 불꽃같은 몰트 피니시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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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초와식물성재료만으로만드는언둘라만마리타임진.

바다의풍미와맛을즐겨보세요.

바다를담은최초의마리타임진



대서양에서 약 1,600미터 정도 떨어진 슬리브 리그 증류소에서

생산하며 세계 최초의 아이리시 마리타임(해양) 진입니다. 

현지에서 ‘도네갈 해안에 바치는 러브레터’로 불리는 둘라만 진은

6가지 종류의 식물성 재료를 토대로 만들어집니다. 해안가에서

수확 가능한 5가지의 식물 그리고 손으로 직접 채취한 해초로

만들어지는 이 “바다의 진”은 깊고 풍부한 감칠맛 그리고 약간의

소금기가 느껴집니다. 믿기지 않을 만큼 부드러운 덜스(식용

홍조류) 그리고 험난한 도네갈 해안의 암석 지반에서 공들여 손수

채취된 아이리시 이끼로 만듭니다. 이 재료들은 영양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고급스럽고 우아한 맛을 더해줍니다. 지금

아일랜드의 최고급 프리미엄 진의 진가를 느껴보세요.

ABV 43.2% 500ml



프리미엄스코틀랜드진, 린드 & 라임진

클래식런던드라이진의진수



제임스린드이야기

1716년 에딘버러에서 태어난 제임스 린드는 비타민 C로 괴혈병을
예방한 임상실험을 최초로 시행한 외과 의사입니다.

18세기 중반 괴혈병의 원인을 아무도 몰랐을 때 솔즈베리에서
복무중인 제임스 린드는 12명의 선원을 선별하여 치료를 시도했고
이후 1753년 ‘괴혈병에 대한 논문’에 가장 효과가 좋았던 방법은
괴혈병에 걸린 선원들이 감귤류(라임)의 과일을 섭취했을 때 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인해 이후 선원들의 건강을 크게 개선시켰으며 이 숨은 영웅인
제임스 린드를 기리기 위해 그의 이름을 따서 린드(Lind) 앤 라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항해하는 제임스를 상상하며 리스의 유명한 배
디자인을 우리 보틀과 패키지 디자인에 담았습니다. 



스코틀랜드의항구도시리스
세계로 뻗어나가는 관문인 스코틀랜드 항구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우리 지역의 산업적 그리고 과학적
유산을 바탕으로 만들어낸 독보적인 증류기법으로
만들었습니다. 린드&라임을 통해 진정한 클래식 런던
드라이 진은 쥬니퍼 그리고 라임의 섬세한 발란스가
절묘하고 핑크 페퍼콘스의 부드러운 스파이시함이
은은한 바로 이런 훌륭한 맛 이라는 점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런던 드라이 진을 재정의 하고 싶었습니다.



Thank you! 

*알코올은 발암물질로 지나친 음주는 간암, 위암 등을 일으킵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